VEGAN TIGER
INTRODUCTION

/BRAND NAMING

패션, 채식주의를 입다.
비건 소재, 비 동물성 소재를 이용한
호랑이처럼 강렬하고 진취적인 브랜드
가면을 쓰고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슈퍼히어로처럼!
패션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들의 수호자

비건타이거

/BRAND IDENTIT

비건타이거는 모피동물의 고통을 종식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넓은 선택권을 주고자
‘CRUELTY FREE’ 라는 슬로건을 지닌, 잔혹함이 없는 국내 최초의 VEGAN FASHION BRAND 입니다.

모피 뿐만 아니라, 가죽, 양모, 실크, 오리털 및 거위털, 앙고라 등 생명을 착취하여 생산된 소재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훌륭한 비동물성 소재를 직접 선정하여 디자인 합니다.
또 수익금의 일부는 동물과 환경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환하여 지구를 위한
아름다운 공존, 윤리적인 소비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VEGAN FESTIVAL

현재의 브랜드의 역할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적합한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비건타이거는 동물학대 없는 비건패션과 더불어 다양한 윤리적 소비와 동물과 환경을 위한
채식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비건타이거가 한정으로 제작한 제품 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 브랜드, 페미니즘 브랜드,
ECO-Friendly 제품,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등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비건페스티벌은 하루 1만5천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유일의 비건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입니다.
비건타이거는 패션브랜드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영역을 조금씩 확장하고 있습니다.

/BRAND HISTORY

2020
12월

‘2020 대한민국 패션대전 K패션오디션 대통령상(대상), 인기상 수상

10월

‘2020 K패션오디션’ TOP10 선정

8월

2018
3월

파리 마레 ‘Young Korean Fashion’ 팝업 쇼룸 참여
‘2019 대구패션페어’ 패션쇼 및 트레이드 쇼 참여

한국콘텐츠진흥원 ’20 KOCCA DIGITAL FASHION WEEK’ 패션쇼 참여
‘엄브로 코리아‘ 디자인 콜라보 계약

1월

현대백화점 판교점 단독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본점 단독 팝업스토어 진행

7월

서울365패션쇼 디지털라이브패션쇼’ 참여

3월

‘제8회 대구패션페어 NextGen Designer Awards’ 여성복 부문 1위 수상

2018

2월

‘2020 F/W New York Fashion Week’ ON SHOW 패션쇼 참여
뉴욕 ‘2020 F/W Coterie’ 트레이드 쇼 참여

1월

밀라노 ‘WSM WHITE’ 초청 전시 참여
‘Seoul LIGHT(서울라이트)‘ 윤리적 패션 전시 부스 참여

12월

현대백화점 본점 단독 팝업스토어 진행

10월

‘2019 S/S Fashion KODE’ 패션쇼 및 트레이드 쇼 참여

5월

‘5th Vegan Festival’ 개최

4월

‘하이서울쇼룸’ 입점

2017

2019
12월

파리 ‘Showroom ROMEO’ 입점 계약
이노션×비건타이거 ‘SUPER ANIMAL FUR’ 프로젝트 협업

12월

서울디자인재단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 허브 ‘SEF’ 편집샵 입점
‘2017 Fashion for our Earth’ 윤리적 패션 허브 패션쇼 참여

11월

‘2019 패패부산’(부산국제섬유패션전) 패션쇼 및 트레이드 쇼 참여
로스앤젤레스 ‘2020 S/S Vegan Fashion Week’ 패션쇼 참여
‘7th Vegan Festival’ 개최

10월

‘4th Vegan Festival’ 개최
온라인 편집샵 ‘W Concept’ 입점

7월

10월

파리 ‘2020 S/S Tranoï The Showrooms’ 트레이드 쇼 참여
도쿄 ‘7th Asia Fashion Collection’ 프레젠테이션 쇼 참여
‘2020 S/S Fashion KODE‘ 트레이드 쇼 참여
‘2019 경기 니트 패션쇼’ 패션쇼 참여
‘2019 강남 패션 페스티벌‘ 패션쇼 참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팝업스토어 진행
동대문 두타몰 팝업스토어 진행

6월

현대백화점 대구점 팝업스토어 진행

5월

‘3th Vegan Festival’ 개최

4월

F1 Korea×비건타이거 경기장 기념품 디자인 및 납품

1월

‘Tumblbug’ 펀딩 목표금액 110% 11,064,500 달성

9월

아모레퍼시픽×비건타이거 ‘Primera‘ 프로모션 사은품 개발 협업
홍콩 ‘2019 Center Stage’ 시계 브랜드 BETA×비건타이거 패션쇼 참여
뉴욕 ‘2020 S/S Coterie’ 트레이드 쇼 참여

8월

‘7th Asia Fashion Collection’ 한국 대표 디자이너 브랜드 선정

7월

‘2019 A/W Guangzhou Fashion Week’ 브랜드대상 수상
‘2019 A/W Guangzhou Fashion Week’ 패션쇼 참여

6월

‘2019 K패션오디션’ 수혜 브랜드 선정
‘2019 양주 텍스타일 패션 위크’ 패션쇼 참여
커먼 그라운드 ‘SELECT SHOP‘ 입점

5월

‘6th Vegan Festival’ 개최
AK 백화점 분당점 ‘2.3.0’ 입점

2016
12월

온라인 편집샵 ‘무신사‘ 입점

10월

‘2th Vegan Festival’ 개최

5월

‘1th Vegan Festival’ 개최

2015
11월

주식회사 비건타이거 설립

/BRAND DESIGNER

2020
12월

‘2020 대한민국 패션대전 K패션오디션‘ 대통령상(대상), 인기상 수상
tvN ‘트렌드로드’ 출연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2021 스타 디자이너‘ 선정

11월

K패션오디션 TOP10 디자이너 선정

10월

‘서울패션위크‘ 지속가능한 패션 SUMIT 연사

3월

‘NextGen Designer Awards’ 여성복 부문 1위 수상

2월

‘2020 F/W New York Fashion Week’ 컬렉션 데뷔

2019
11월

‘7th Vegan Festival’ 총괄기획

10월

‘7th Asia Fashion Collection’ New York Stage 진출 디자이너 선정

2015

8월

‘7th Asia Fashion Collection’ 한국 대표 디자이너 선정

11월

7월

‘2019 A/W Guangzhou Fashion Week’ 글로벌 디자인 대상 수상

6월

‘2019 콘텐츠 산업 포럼’ – ‘패션의 미래, 콘텐츠를 디자인하라’ 연사 참여

2014

5월

‘한국패션산업협회’ 회원
‘6th Vegan Festival’ 총괄기획

1월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원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4기 디자이너 선성

2018
8월

복합문화공간 ‘숨도’ – ‘동물 학대 없는 패션‘ 강연

5월

‘5th

Vegan Festival’ 총괄기획

10월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 위원

2013
12월

‘제2회 인조모피패션쇼’ 프로젝트 참여

1월

국내 최초 ‘제1회 인조모피패션쇼‘ 프로젝트 참여

2012

동물보호단체 ‘CARE’ 소속 동물 보호 활동가 (14년 11월)

2011

2017

국내 최초의 비건패션 브랜드 ‘비건타이거‘ 런칭

여성복 온라인 쇼핑몰 ‘드비숑’ 스타일리스트, 팀장
하이앤드 테일러샵 ‘베르사니오‘ 디자이너

10월

‘4th Vegan Festival’ 총괄기획

5월

‘3th Vegan Festival’ 총괄기획

2010

12월

EBS 특집 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꾼 작당‘ 출연

2008 톰보이 프로모션 ‘A&B’ 디자이너

10월

‘2th Vegan Festival’ 총괄기획

5월

‘1th Vegan Festival’ 총괄기획

2016

빈티지 의류 업사이클 온라인 쇼핑몰 ‘빈티지뱀프’ 대표

‘국제패션연구진흥원’ 패션디자인과정 수료

/ PRESS & MEDIA_OVERSEAS

미국 ‘THE KNOCKTURNAL’ 보도기사

세계 최고의 경제 매거진 ‘Forbes’ 포브스 보도기사

‘WWD’ 보도기사

미국 ‘DAILY FRONT ROW’ 보도기사

영국 ‘CultureTrip’ 보도기사
8

일본 ‘MOONDOG’ 보도기사

독일 ‘MODACYCLE’ 보도기사

/PRESS & MEDIA_KOREA

매거진 ‘NYLON’ 기사

패션매거진 ‘FASHION INSIGHT’ 기사

매거진 ‘Singles’ 기사

매거진 ‘ONE DAY ONE’ 기사

조선일보 매거진 ‘TOPCLASS’ 기사

매거진 ‘리빙센스’ 기사

윤리적패션매거진 ‘THE STORY’ 기사

매거진 ‘Singles’ 화보

매거진 ‘행복이 가득한 집’ 기사

/PRESS & MEDIA_KOREA

‘한겨레‘ 보도기사

‘국민일보‘ 보도기사

‘경향신문‘ 보도기사

‘조선일보’ 보도기사

‘매일경제‘ 보도기사

‘THE KOREA TIMES’ 보도기사

‘한국일보’ 보도기사

조선일보 매거진 ‘TOPCLASS’ 보도기사

‘헤럴드경제‘ 보도기사

포털사이트 ‘비건타이거‘ 검색 시
각종 언론,매거진 보도기사

/PRESS & MEDIA

이노션 x 비건타이거
‘SUPER ANIMAL FUR’
프로젝트 광고 영상
▶ 바로 보기

‘서울시’
‘비건 문화를 선도하는 혁신가’
▶ 바로 보기

MBC 엠빅뉴스
‘Shift’
▶ 바로 보기

EBS 특집다큐
‘세상을 바꾸는 작당‘
▶ 바로 보기

중국 대표 국영방송 ‘CCTV’

한국의 비건패션브랜드
▶ 바로 보기

PRAN
‘쓰는 비건’
▶ 바로 보기

/CELEBRITY

배우 이민정 착용

소녀시대 효연 BROWN LEO COLLAR 착용

가수 송가인 BLUE BIRD DRESS 착용

탑모델 장윤주, 배우 금새록 착용

가수 선미 KELLY GREEN COAT 착용

미국 가수 칼리우치스 PINK LEO FUR COAT 착용

배우 엄현경 BLUE BUTTON LONG FUR 착용

배우 이설 GREEN CHECK COAT 착용

/CELEBRITY
‘놀면뭐하니’ 유재석 착용

Influencer / NARA

Influencer / CHERI

COMEDIAN /

아이돌 에이스 김병관 착용

‘아내의맛’ 장영란 착용

미국 인플루언서 순위 2위 Olga Ferrara 착용

TIGER JK 착용

/CELEBRITY

걸그룹 ITZY(있지) 류진, 유나 착용

OURR(아월) 보컬 홍다혜 착용

‘한끼줍쇼‘ 송가인 착용

가수 현아 착용

‘전지적참견시점’ 홍현희 착용

안젤리나 다닐로바 착용

/CELEBRITY

배우 이희진 PEACH V ECO FUR 착용

걸그룹 마마무 문별 ALOHA NAVY SHIRT 착용

가수 자이언티 VIOLET CHECK COAT 착용

가수 치타 BLACK PATENT JK 착용

타이거JK TIGER BLACK, TIGER BLUE 셔츠 착용

아이돌 뉴이스트W 렌 BASIC CHARCOAL FUR 착용

/INDIE MUSICIAN - We support indie musicians.

OURR(아월) 보컬 홍다혜 TIGER BAND ONE PIECE BLACK 착용

데이브레이크 정유종 BELLFLOWER SHIRT 착용

싱어송라이터 장희원 GREEN CHECK COAT 착용

소란 서면호 TIGER SHIRT 착용

랄라스윗 현아 ORANGE FLOWER ROBE 착용

OURR(아월) 박진규 TIGER SHIRT&PANTS 착용

싱어송라이터 장희원 BLACK PEARL BLOUSE& BLUE FLUID PANTS 착용

/FASHION SHOW_KOREA

20 KOCCA DIGITAL FASHION WEEK

/FASHION SHOW_KOREA

▲

▲

▲

2019 강남 패션 페스티벌

2019 S/S 패션 코드

2019 F/W 대구패션페어

▲
2019 패패부산
(부산국제섬유패션전)

▲

▲

▲

2020 서울365패션쇼 디지털라이브패션쇼

2019 양주 텍스타일 패션 위크

2019 경기 니트 패션쇼

/FASHION SHOW_OVERSEAS

▲
2020 F/W NEW YORK FASHION WEEK

/FASHION SHOW_OVERSEAS

▲
‘2019 Center Stage’ BETA × 비건타이거

▲

2020 S/S Vegan Fashion Week

▲

▲
2019 A/W Guangzhou Fashion Week

7th

Asia Fashion Collection

/TRADESHOW_KOREA

2018▶

▲ 2018.10
2019 S/S 패션코드 참여

▲ 2018.11
에코패션페어 참여

2019▶

▲ 2019.03
2019 대구패션페어 참여

▲ 2019.05
2019 K 패션 오디션 참여

▲ 2019.06
소비재수출대전 참여

▲ 2019.10
2020 S/S 패션코드 참여

▲ 2019.11
2019 패패부산
(부산국제섬유패션전) 참여

/TRADESHOW_OVERSEAS

2019▶

▲ 2019.03
2019 PARIS FASHION WEEK
마레지역 쇼룸 전시

▲ 2019.09
2020 HONGKONG
CENTER STAGE 참여

▲ 2019.09
2020 S/S COTERIE NEW YORK
EDIT 단독 부스 참여

▲
BILLI E EILISH 의 스타일리스트이자
최고의 스타일 디렉터로 손꼽히는
‘WILLIAM GREPER’ 와
세계적인 패션 포토그래퍼
‘GREG SWALES’
스타일디렉터가 선정한 브랜드
비건타이거

▲ 2019.09
상해 CHIC 참여

▲ 2019.09
2020 S/S Tranoï The Showrooms,
하이앤드 쇼룸 트라노이 리슐리에(Tranoï Richelieu) 쇼룸 참여

/TRADESHOW_OVERSEAS

2020 ▶

▲ 2020.02
2020 F/W ‘COTERIE’
TRADE SHOW. NY

▲ 2020.01
SUSTAINABLE FASHION TRADE SHOW
‘WSM WHITE’ MILANO

3

▲ 2020.02
2020 F/W ‘ROMEO’
SHOWROOM SALES. PARIS

/STOCKIST

ON-LINE(KOREA)

OFF-LINE(KOREA)

OVERSEAS

VEGAN TIGER OFFICIAR

2.3.0 SHOWROOM
AK DEPARTMENT STORE

FRANCE - SHOWROOM ROMEO

W CONCEPT

2.3.0 SHOWROOM
CHEONGDAM SELECT SHOP

USA - PISTOL & LUCY

MUSINSA

DDP SEF SELECT SHOP

USA - STELLINE(ON LINE)

COMMON GROUND SELECT SHOP

CANADA - Can’t Miss It

LOTTE DEPARTMENT STORE SELEC SHOP
– TASTE5.1 WORLDTOWER

JAPAN - BAYCREW’S

NAVER DESIGNER WINDOW

USA - 3NY

Website

http://www.vegantigerkorea.com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vegan_tiger/

PR inquiry

vegantiger@naver.com

Sales inquiry

vegantiger@naver.com

